스마트 EV

가격표

( 단위 : 원)

					
판매가격 공급가액 (부가세)

주요 기본 품목

•e 파워트레인 : 15kW PMSM 전기모터, 리튬폴리머 배터리 (17.3kWh), 완속 충전기를 통한 충전이 가능한 충전 포트 내장,
브레이크 에너지 회수 시스템
•안전 : 주
 전원 차단 장치, 운전석 / 조수석 3점식 안전벨트, 디스크 브레이크 (전/후)
•외관 :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타입 일체형 턴 시그널 램프, LED 리어 램프 & 보조 제동등, LED 리어 안개등,
프런트 리어 범퍼 (크롬도금 적용), 알로이 휠 (전 145/60R13” / 후 155/50R14”)
•내장 : D2 전용 디지털 클러스터, 최고급 일체형 (헤드레스트 포함) 인조가죽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높이 조절 장치,

22,000,000

20,000,000(2,000,000)

크롬 인사이드 도어핸들, 앞좌석 룸램프, 운전석/동승석 선바이저, 피아노 블랙 우드그레인
•편의 : 키
 리스 스타트 파워 버튼 & 스마트키 시스템, 지능형 기어 레버, 전동조절 사이드 미러, 후방 모니터 시스템
•멀티미디어 : 9
 인치 터치스크린 &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 / 블루투스 / 후방 모니터), 고성능 오디오 시스템, USB 커넥터
•공조 시스템 : 냉난방 공조시스템 (온도조절 & 풍량조절)

주요 제원
D2

제원

전장 (mm)

2,820

전폭 (mm)

1,520

전고 (mm)

1,560

축거 (mm)

1,765

윤거 (전/후, mm)

1,330 / 1,305

D2
배터리

새시

형식

Li-Polymer

용량

17.3kWh

서스펜션 (전/후)

McPherson / Trailing

제동장치 (전/후)

Disc

※ 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차량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19년 4월 기준이며, 차량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2
형식
모터

최고토크 (Nm)
1회 충전 주행거리

타이어

사이즈 (전/후)

PMSM 15kW
90
(상온) 92.6km
(저온) 113.9km
145/60R 13 / 155/50R 14

유럽에서 먼저 인정받은 완벽한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에 대해서라면 유럽만큼 까다로운 곳도 드물지요.
정부에서는 안전과 환경에 아주 민감하고, 사람들은 성능과 경제성을 꼼꼼히 따집니다.
소형차가 많은 만큼 경쟁도 심하지만, D2는 그런 유럽에서 마이크로카 중 최고의 인기 차종에 올라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전 세계 4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 - 출처 : 친환경차 판매 통계 사이트 (ev-sales.blogspot.com)
1회 충전으로 동급

최고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놀라운 초소형전기차
한국 기후에 최적화된 냉난방 공조시스템 / 비바람과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밀폐형 3도어 시스템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즐거운 드라이빙 및 안심 운행
친환경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리튬폴리머 배터리 장착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넓은 트렁크 공간 (골프백 2개 적재 가능)
2017년 상반기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이 팔렸습니다.
전세계의 수많은 순수 전기차들 중에서 D2가 네번째로 많이 팔렸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지도로 보면 유명한 차들이 많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D2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배터리 입니다.

전해질 누액으로 폭발 위험성이 있는 리튬 이온(Lithium-ion)에 비해, 리튬폴리머(Lithium-Polymer)는
젤 타입 전해질 사용으로 폭발 위험성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배터리 입니다.

SMART EV 공식 네이버 블로그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을 방문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 쎄미시스코

www.smart-ev.co.kr

상담 및 구매계약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 문의 또는 스마트 E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